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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2018. 5. 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드루킹 사건과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인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댓글을 비롯한 각종 정보의 검색순위와 노출 빈도가 이용자에게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불법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검색순위, 노출 빈도 등에 관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공정한 정보 제공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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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2018. 5. 9.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뉴미디어 시대의 또 다른 언론서비스 제공자로 등장하며 그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음
o 최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같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순위와 공감수 등이 조작
되며 여론이 왜곡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
o 포털사이트 이용자는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조작된 여론 및 상업적 포털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제도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 주요내용
o 일정한 규모 이상의 포털사이트(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실시간
검색순위나 공감 댓글을 강제적으로 노출하는 것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용자
또한 검색순위나 댓글정렬 방식에 있어 본인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44조의8 및 제44조의9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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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대표발의, 2018. 5. 9.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국내ㆍ외에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뉴스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가짜뉴스’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
-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짜뉴스가 포털ㆍ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빠르게
확산되면서 타인에 대한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여론을 호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o 이에 독일은 금년부터 소셜미디어 그룹이 가짜 뉴스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명백한
불법 정보 발견ㆍ통보 시 삭제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가짜 뉴스를 막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음
o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조차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근거 및 가짜뉴스 관리가 부실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 수단도 전무함
▶ 주요내용
o 가짜뉴스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
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로 정의함(제2조제1항제14호)
o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가짜뉴스를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70조제2항)
o 가짜뉴스 유통 방지 업무에 대한 책임자 지정, 가짜뉴스 상시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 규정
등을 신설하고 의무를 미이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 근거규정을 마련함
(제44조, 제44조의2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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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8. 5. 17.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o 그러나 이용자가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제대로 읽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o 개인정보 활용범위 등급제를 도입하여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것
인지를 명확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의하여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범위 등급을 설정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활용범위
등급을 고지하여야 함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 4 -

인터넷 법제동향, Vol. 128 (May 2018)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대표발의, 2018. 5. 1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에 따라 오토ㆍ핵 등의 불법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o 그러나, 오토ㆍ핵 등의 불법프로그램이 e-sports와 게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사설서버 제공 시의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일한 수준의
벌칙이 필요함
▶ 주요내용
o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불법프로그램 제작ㆍ
유통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제44조제1항제2호)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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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2018. 5. 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제안이유
o 인터넷 뉴스 등의 파급력이 정치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이트 게시물의 조회수, 검색순위, 댓글순위, 검색순위 등을 인위
적인 방법을 통해 조작하여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o 이 같은 문제는 공정선거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음
▶ 주요내용
o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의
조회수ㆍ검색순위, 기사 및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조작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 또는 조작하는 행위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
(안 제82조의8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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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2018. 5. 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이유
o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의 관문으로서 정보화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음
o 그런데 최근 일부 특정 세력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조회수ㆍ검색순위ㆍ댓글순위 등을 조작하여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공정성 및 객관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를 선별하여 매개할 수 없도록 하고,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공급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정함
(안 제10조제1항)

o 본인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매개하는 기사의 배열순위 등을 변경ㆍ삭제하는 등의 조작 행위,
기사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 및 연관 검색어와 이와 관련된 기사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3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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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대표발의, 2018. 5. 17.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이유
o 최근 일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터넷 포털사이트 사업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기사배열을 조작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건전한 국민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발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o 또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타인의 ID를 도용하거나 매크로기법 등을 이용해 기사의
검색순위나 조회 수, 댓글 등을 조작하여 여론을 왜곡하는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주요내용
o 고의적으로 기사배열을 조작하여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0조)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를 배열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기사 배열의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에
관한 공정성을 확보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의
실시간 검색결과 순위와 실시간 추천 순위 및 댓글 등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
하는 것을 금지하여 국민여론 형성과 언론보도에 대한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함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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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8. 5. 1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제대로 읽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주요내용
o 개인신용정보 활용범위 등급제를 도입하여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명확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신용정보보호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등에 의하여 제공 또는 활용되는 개인신용
정보의 범위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활용범위 등급을 설정하여야 함
-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 활용범위 등급을 고지하여야 함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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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2018. 5. 15.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긴급구조
기관이나 경찰관서가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한
하고 있음
o 그런데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더라도 긴급
구조기관이나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생명ㆍ신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긴급구조기관
이나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재산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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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2018. 5. 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이유
o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초연결 네트워크 기반 하에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ICT 융합서비스 산업이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됨
o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확대
하고 혁신을 주도해야 하며,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o 그러나 올해부터는 기업의 법인세율이 25%로 인상(종전 22%)되었고,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등 민간의 투자여력이 감소되고 있음
- 특히, 차세대 네트워크의 구축 등은 장기간의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반면, 수익
모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위축되고 있음
- 이로 인해, ICT 융합서비스 산업의 기반인 5G망 구축이 지연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선진국에 기술적으로 종속되고 국가경쟁력도 퇴보할 가능성이 큼
▶ 주요내용
o 2018년 말 일몰 예정인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간
연장하는 한편, ICT 융합서비스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소비 진작을 위해
기업이 4차 산업혁명 기반시설 등(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5G 이동통신망, 10기가
인터넷망, IoT망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신성장
분야 전체적으로 [R&D→투자(제조ㆍ서비스)→소비→투자금 회수→재투자]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의5)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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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2018. 5. 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이유
o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ㆍ공공연구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
되지 않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기술에 대해 이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특히
스타트업에 이전해 주는 기술나눔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o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사업화ㆍ상품화 촉진, 스타트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기술나눔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o 그러나 현행법상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기술나눔이 자율적ㆍ무상이전으로만 진행되고
있고,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어려운 실정임
▶ 주요내용
o 기술나눔 사업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술나눔 독려를 위해 정부 차원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활용되는 기술을 기술나눔의 대상으로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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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2018. 5. 4.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이유
o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본력, 근로환경 등으로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실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43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 의견조사’에 따르면 민선 7기 지자체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 ‘지역 중소기업 인재확보 지원’(39.1%)이 가장 높았음
o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육성 및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정부 지원시책이 부족해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주요내용
o 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데이터 기술 등의 혁신 기술이 기존 산업 및
서비스업 등과 융합하여 경제ㆍ사회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로
정의함(제2조제3호의2 신설)
o 4차 산업혁명기술 인력양성기관(학교) 지정, 산학연계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4차 산업
혁명기술 연구ㆍ개발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제21조제1항제3호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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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대표발의, 2018. 5. 2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인공지능(AI) 발전의 핵심인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자산이자
경쟁력임
o 그러나 광범위한 국내 규제로 한국은 “클라우드 활성화 노력이 뒤쳐진다”고 평가받고 있음
- 실제, 규제에 막혀 클라우드 이용트래픽이 1.35%, 클라우드 도입은 3.3%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KT)도 있음
o 문제의 원인으로,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국가기관의 소극적인 자세를
방치하는 규정이 지적되고 있음
o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이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해서 명시하여 중앙정부의 이용노력이 매우 소극
적인 상황임
▶ 주요내용
o 국가기관등(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두 포함)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도입ㆍ
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클라
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
- 국가기관등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정보를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투명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용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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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대표발의, 2018. 5. 9.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경우 그에 대한 통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통신자료 확인자료를
폐기한다고 하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o 수사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지체 없이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1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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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2018. 5. 9.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이유
o 우리나라는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항공기 고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얻은 교훈을 사고예방에 활용하는 사후형(事後形) 안전관리방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임
- 반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회원국에게 항공안전데이터 및 항공안전정보 등의
수집ㆍ통합분석을 통해 안전저해요인을 사전에 발굴ㆍ제거하는 예방형 안전관리체계의
도입을 독려하고 있고, 미국ㆍ유럽ㆍ중국 등 일부 국가는 이미 항공안전부문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항공안전증진에 활용하고 있는 등 안전관리기법을 고도화
하고 있음
o 우리나라도 자국의 우수한 IT기술을 활용하여 예방형 안전관리체계를 내실화할 수 있
도록 하는 한편, 항공안전 보고제도 활성화 및 안전데이터 공유문화 확대에 필요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데이터의 보호 규정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각각 의무적으로 포함
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안 제58조제4항부터 같은 조 제7항까지)
- 자료(비행자료 및 레이더자료) 분석결과의 사용범위 제한, 분석결과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등의 규제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
o 정부와 항공산업계가 보유한 데이터를 수집ㆍ통합분석하여 위해요인을 사전 발굴ㆍ
제거할 수 있는 선진 예방형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
정보운영에 관한 원칙도 포함함(안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항공안전데이터와 항공안전정보의 수집ㆍ
저장ㆍ통합ㆍ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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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
금융시스템 취약점 발견을 위한 모의 해킹 프레임워크 발표 (2018. 5. 2.)
유럽중앙은행이 EU 내 금융기관의 사이버 해킹 대응 태세 강화를 위해 금융 시스템 모의 정찰 및
해킹 테스트 시행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발표 (2018. 5. 2)
▶ 개요
o 유럽중앙은행(The European Central Bank)이 금융기관 해킹 예방을 위한 모의 정찰 및 해킹
1)

2)

프로세스를 담은 《EU 위협정찰 윤리레드팀 구성 프레임워크 》(이하 ‘TIBER-EU 프레임
워크’)를 발표함
o TIBER-EU 프레임워크는 금융기관을 위협할 수 있는 해커의 전술ㆍ기법ㆍ절차(Tactics,
Techniques and Procedures, TTP)에 기반한 정찰 및 해킹 테스트를 위해 개발된 전략임
- TIBER-EU에 고용된 해커는 군사 부문과 민간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해킹
기법을 이용하여 테스트 대상 금융 기관 시스템을 모의 공격함
- TIBER-EU 테스트는 금융기관의 핵심 기능, 사람, 프로세스 및 기술 등의 기반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여 잠재적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호, 탐지 및 대응 역량 평가를 지원
o 테스트 수행 여부와 시기는 금융기관이 선택할 수 있으며, 테스트 실행 시 조직별로
적합한 형태의 테스트를 실행
o 테스트 실행 결과는 적합성 여부 평가 형태가 아닌, 조직의 사이버보안 강점과 취약점
분석, 사이버보안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형태로 제시
▶ 단계별 추진 사항
① 준비 단계
o 위협정찰반(threat intelligence service)과 레드팀3)을 구성하여 금융기관4)과 금융 당국의 승인
하에 테스트 범위 확정
1) 아군(블루팀)에 대비한 가상의 적군(레드팀)을 의미하는 군사 용어로, 본문의 레드팀은 조직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공격하기
위해 편성된 모의 해킹팀을 의미
2) The European Framework for Threat Intelligence-based Ethical Red Teaming
3) 위협정찰반은 취약점, 공격 대상, 공격 정보 등 금융기관의 위협이 될 만한 요소를 파악하며, 레드팀은 이를 토대로
침투 전략을 실행하여 금융기관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 인사 및 프로세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함
4) 테스트 대상 조직 및 시스템에는 결제 시스템, 중앙증권예탁기관, 장외파생상품정산소, 거래정보저장소, 신용등급기관,
증권거래소, 증권결제플랫폼, 은행, 결제기관, 보험사, 자산관리기업 및 기타 금융분야의 핵심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사 등이 포함됨

- 17 -

인터넷 법제동향, Vol. 128 (May 2018)

해외 입법 동향

EU

② 테스트 단계
o 위협정찰반은 금융기관의 ‘공격대상 위협정찰 보고서(Targeted Threat Intelligence Report,
TTI Report)’를 준비하며 해킹에 필요한 조직 내 정보를 수집하고 테스트 공격을 준비함
- 보고서는 레드팀이 수행하는 공격 테스트를 위한 자료로 활용됨
o 레드팀은 시스템의 특정 기능 공격에 특화된 전술ㆍ기법ㆍ절차(Tactics, Techniques and
Procedures, TTP)를 개발해 레드팀 테스트를 실시
- 레드팀은 실제 시스템에 대한 해킹을 실시하며, 금융기관 내의 제한된 소수의 관계자만 테스트
수행에 관해 사전 인지한 채 비밀리에 진행
- 레드팀은 테스트가 실행되는 동안 테스트를 받고 있는 금융기관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킹을
감지하고 대응하는지를 확인
③ 종료 단계
o 레드팀은 ‘레드팀 테스트보고서(Red Team Test Report)’를 통해 금융기관의 공격 경로, 해킹
공격 대응 시의 강점 및 취약점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점을 제시
- 필요 시 레드팀은 테스트를 진행하였던 금융기관에 대해 사이버해킹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 정책/절차, 교육 강화 관련 개선 방향을 조언
▶ 시사점
o TIBER-EU 프레임워크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민감한 테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EU 내
보편적 확산을 위해서는 회원국 단위에서 자국 금융기관에 대한 자발적 참여 독려와
이를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함
o 프레임워크 적용을 위해서는 외부자의 시스템 침입 관련 국가별 상이한 규제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함
※ Reference
https://www.ecb.europa.eu/pub/pdf/other/ecb.tiber_eu_framework.en.pdf?2112e5340904c8c8152f89f298ec8b3a
https://go.forrester.com/blogs/tiber-eu-framework-offers-an-opportunity-to-improve-finserv-cyber-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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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국내법 마련 (2018. 5. 9.)
EU 회원국은 과징금 징수액, 사회기반시설의 범위 등 일부 지침 항목에 대해 각국의 상황과
재량에 따라 고유의 규정을 신설해 2018년 5월 9일까지 《EU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지침》의 국내법
적용을 완료함 (2018. 5. 9)

▶ 개요
o EU의 사이버보안 대응 능력ㆍ준비도 향상과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의 보안 기준 강화 및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지침(NIS 지침)1)》에 대해 EU 회원국은
2018년 5월 9일까지 동 지침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적용(transpose)을 완료하기로 함2)
- 높아지는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의회는 2016년 7월 NIS 지침을 채택했고,
이 지침은 같은 해 8월 발효ㆍ시행되었음
- 이후 2017년 9월 유럽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NIS 지침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담화문(Communication)을 발표하였음
o 사이버보안 사고에 대한 조치와 피해 상황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주요기반서비스
(essential services) 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2018년 11월 9일까지 확정하기로 함
▶ 주요내용
o 주요기반서비스 제공자3)와 디지털서비스제공자4)에 대한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준수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는 《NIS 지침》의 마련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디지털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 동 지침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으로 요구해 온 인터넷 업계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이버 공격 피해가 주요기반서비스 수준으로 심각하지는 않으며 규정
적용 시 디지털서비스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
- 이 같은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주요기반서비스보다 다소 느슨한 수준의 규제를 디지털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
1)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Directive
2) 동 지침의 회원국 국내법 적용 기한은 5월 9일이나, 벨기에, 포르투갈,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스페인 등 다수
회원국이 현재 국내법 적용을 마무리 짓지 않은 단계
3) 에너지, 운송, 은행, 금융시장 인프라, 의료, 식수 및 디지털 인프라 분야의 서비스 제공자
4)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검색엔진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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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반서비스 제공자는 상당한(significant) 영향을 일으키는 모든 종류의 사고 상황을
알려야 하는 한편, 디지털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심각한(substantial) 영향을 일으키는 사고에
대해서만 공지 의무를 부과
o 《NIS 지침》에 따라 EU 회원국은 각각 ▲국가사이버보안전략 수립 ▲사이버침해사고대응팀
(CSIRT) 및 국가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관련 역량 개발 기관을 설립ㆍ운영해야 함
o 과징금과 주요기반서비스 범위 등의 규정 등 《NIS 지침》의 세부 시행 방식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과징금 징수) NIS 지침을 어길 시 침해 사건의 규모와 여파에 상응하도록 과징금 징수는
‘비례적(proportionate)이며 실효적(dissuasive)’이어야 한다는 포괄적 규정의 연장선상에서
각국은 자국 실정에 적합한 수준으로 국내법 마련
ㆍ 영국의 NIS 규정5)에서는 개인정보침해 관련 사건이 발생 시 최대 1,700만 파운드
(약 2,300만 달러)까지 과징금 징수가 가능
ㆍ 프랑스에서는 주요기반서비스 사업자가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유로(약 59만 달러)를, 데이터 침해 사건 통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7만 5,000유로(약 44만 달러)를 각각 징수
ㆍ 독일은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0만 유로(약 11만 8,000달러)를,
사고 통보 및 보안 수단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5만 유로(약 5만
9,000 달러)를 각각 징수
- (주요기반서비스 범위) EU 회원국들은 주요기반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에 있어 금융 등 일부
분야들의 포함 여부를 두고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음
ㆍ 영국은 ▲에너지(전력/석유/가스) ▲디지털 인프라 ▲의료 ▲운송(항공/해상/철도/육로)을
주요기반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하고, 금융 서비스ㆍ식수 등은 범위에서 제외
ㆍ 독일은 50만 명 이상에게 에너지, 정보기술 및 통신, 수자원, 식품(생산가공무역), 교통,
의료, 금융 및 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주요기반서비스 제공자로 규정
▶ 전망
o EU 개별 회원국은 《NIS 지침》을 토대로 각국이 처한 사회ㆍ기술적 상황에 따라 고유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사이버보안 법제 환경을 구축ㆍ적용해 갈 것으로 보임
※ Reference
https://www.dataprotectionreport.com/2018/05/uk-nis-regulations-impose-new-cybersecurity-obligations-a
nd-a-new-penalties-regime-on-operators-of-essential-services-and-digital-service-providers-in-the-uk/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network-and-information-security-nis-directive

5) The Network and Information Systems Regulations 2018, Electronic Communications, 2018 No. 506, 2018년 5월 10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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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
국가 통신망을 위협하는 제품의 구입을 제재하는 규칙 제정안 가결 (2018. 4. 17.)
연방통신위원회가 보편적 서비스 기금의 수혜자가 해당 기금을 이용해 국가 통신망이나
통신공급망에 안보 위협을 유발하는 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제정안을 가결하고 시행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2018. 4. 17.)

▶ 개요
o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연방통신위원회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통신공급망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이 가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규칙 제정안1)을 만장일치로 가결
- 연방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2)을 사용하여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기업이 제공하는 장비나 서비스를 구입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o 연방통신위원회는 규칙 제정안에 대한 주요 논점들을 제시하고 30일간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
▶ 주요내용
o 통신망 보안은 국가 안보의 핵심요소로, 행정부와 의회는 특정 통신장비업체들이 국가의
통신망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해왔음
o 이에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제공하는 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47의 Part 54에 통신망이나 통신공급망 관련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장비를 구입하는데 보편적 서비스 기금이 사용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함
o 연방통신위원회는 동 규칙이 적용될 장비와 서비스 종류, 규칙의 적용 대상, 규칙
위반에 대한 처벌, 규칙에 따른 비용편익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1)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In the Matter of Protecting Against National Security Threats to the
Communications Supply Chain Through FCC Programs. 연방통신위원회는 새로운 규칙 제정 시 규칙 제정안
공고(Notice of Proposed Rulmaking, NPRM)를 마련하고, 규칙 제정안이 위원회 표결을 통해 가결되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규칙을 보고 및 명령(Report and Order) 형태로 연방관보에 게재함
2) 농촌ㆍ벽지 등 통신서비스 제공에 고비용이 드는 지역의 통신사업자, 저소득층, 학교, 도서관,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는 연간 85억 달러 규모의 연방통신위원회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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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적 서비스 기금으로 구입할 수 없는 장비 및 서비스 종류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에 위험을
끼치는 것으로 판명된 기업으로부터 일체의 장비와 서비스 구입을 금지할 것인지, 혹은
네트워크 관리와 관련된 장비와 서비스로 제한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
-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사용하여 구입할 수 없는 장비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연방통신
위원회는 《국방수권법》(NDAA)3)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존 법제를 참고해 자체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연방기관에 대한 장비나 서비스 제공이 금지된 업체
목록을 그대로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사용하는 민간 업체에도 활용하는 방안4) 등을 고려 중
- 연방통신위원회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의 수령자가 규칙을 위반한 경우, 향후 보편적
서비스 기금의 수령을 유예하거나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방안 등의 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요청
- 동 규칙 제정안이 국가 안보에 가져오는 이익을 정량화할 수 있는지, 더 낮은 비용으로
통신망의 보안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동 규칙 제정안과 관련된 잠재적 비용이
무엇인지 등 비용편익에 대한 의견도 요청함
▶ 시사점
o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와 유착된 Huawei, ZTE 등의 중국 장비업체들이 해킹이나 스파이
행위를 통해 자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연방통신위원회의 이번 규칙 제정안도 그 연장선상에 있음
- 그러나 규칙 제정안이 시행되면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지원받는 군소 통신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에 합리적인 품질을 제공하는 중국산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통신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Reference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covington-internet-things-update-fcc-looks-to-bolster-communications-supply-chain
https://www.lightreading.com/regulation/fcc-proposes-usf-ban-on-vendors-deemed-a-security-threat-/d/d-id/742343
https://www.broadcastingcable.com/news/fcc-opens-proceeding-barring-usf-funds-suspect-tech
https://www.fiercewireless.com/wireless/huawei-moving-from-u-s-market-following-fcc-vote

3)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미 국방부의 예산과 지출에 대한 연방법
4) 일례로 2018 《국방수권법》은 국가기반시설에 Huawei와 ZTE 등의 장비 도입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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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주요기반시설보호 신뢰성 표준 CIP-003-07 승인 명령 발표 (2018. 4. 19.)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대규모 전력시스템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저영향 사이버
시스템에 연결되는 휴대용 기기에 대한 보안통제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한
주요기반시설보호 신뢰성 표준 CIP-003-07을 승인하는 명령을 공포함 (2018. 4. 19.)

▶ 개요
o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1)는 주요기반시설보호(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CIP)
신뢰성 표준(Reliability Standard)2) CIP-003-07을 승인하는 명령(Order No.843)을 공포
- 북미전력안정성기구(NERC)3)는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2017년 10월
대규모 전력시스템의 저영향 사이버시스템4)에 연결되는 휴대용 전자기기에 대한
보안통제조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CIP-003-07(사이버보안-보안관리조치)을 제출한 바 있음
-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 명령은 연방관보에 고시된 날5)로부터 60일 후에 효력을 발휘하며,
CIP-003-07은 동 명령이 효력을 발휘한 날로부터 18개월 후인 2020년 1월 1일부터
기존 CIP-003-06을 대체하게 됨
▶ 주요내용
o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는 명령 제843호를 통해 대규모 전력시스템의 저영향 사이버
시스템에 연결되는 USB 드라이브와 노트북 및 기타 휴대용 기기에 대한 보안조치를
의무화한 신뢰성 표준 CIP-003-07을 승인

1) 2005년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of 2005)에 의거해 대규모 전력시스템의 감시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법에 따라 북미전력안정성기구를 전력신뢰성기구(ERO)로 지정하여 전력시스템의 신뢰성 표준을 제안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부여
2) 대규모 전력시스템(BES, Bulk Electric System)에 대한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담은 표준으로 CIP-002~CIP-009의
총 8개가 있음. CIP-003은 사이버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관리 통제조치를 규정. 동 표준은 배전사업자,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등의 전기사업자에 적용
3)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으로 수요예측 및 전력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는 역할을 담당
4) 대규모 전력시스템은 100kV 이상 전압에서 운영되는 발전계통과 관련 설비를 지칭함. 사이버 시스템은
대규모 전력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일련의 사이버 자산을 의미하며, 사이버 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 고영향(High Impact), 중영향(Medium Impact), 저영향(Low Impact)로 분류함. 저영향 사이버 시스템은
대규모 전력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5) 동 명령은 2018년 4월 25일 연방관보에 고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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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기사업자에게 저영향 사이버시스템과 관련된 주요기반시설보호 예외상황의 선언과
대응 정책 시행을 요구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되며, 이는 예외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기사업자가 사전에 정한 정책에 따라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임
- 주요기반시설보호 예외상황이란 부상이나 사망의 위험, 자연재해, 치안 불안 및 긴급
대응을 필요로 하는 사이버보안사고나 하드웨어/소프트웨어/장비 결함 등의 상황에서
신뢰성 표준이 규정한 의무 보안조치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임
o 북미전력안정성기구가 전기사업자들이 채택한 전자접근제어6) 방식이 적절한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함
- 이에 따라 북미전력안정성기구는 CIP-003-07의 시행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연구
결과를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o 마지막으로,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는 CIP-03-007에 협력업체가 보유한 휴대용 전자기기로
인한 악성코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취해야 할 보안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북미전력안정성기구에 추가 개정 작업을 요구
-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는 추가 개정을 통해 전기사업자들이 사이버위협완화의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전력망의 사이버보안 태세를 개선할 수 있는 사이버위협완화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 시사점
o 2016년 우크라이나에서 사이버 공격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이래, 미국에서도 에너지
산업의 사이버보안 문제에 정부와 의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연방에너지관리
위원회는 주요기반시설 신뢰성 표준 개정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를 추진
- 특히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전기시설에도 보안 강화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에너지
산업의 사이버보안 이행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전망
※ Reference
https://www.scmagazine.com/new-standard-accepted-by-federal-energy-regulatory-commission-for-critical-infrastruc
ture-protection/article/760519/
https://www.cyberscoop.com/ferc-ruling-low-impact-systems-cybersecurity/
http://www.mondaq.com/unitedstates/x/696298/Energy+Law/FERC+Approves+New+Protections+for+Low+Impact+B
ES+Cyber+Systems
https://www.ferc.gov/whats-new/comm-meet/2018/041918/E-3.pdf

6) 필요한 경우에만 사이버 시스템에 대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연결을 허용하는 접근제어 절차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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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콜로라도주 상원,
분산원장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법안 가결 (2018. 5. 8.)
콜로라도주 상원에서 정부기관의 데이터 보호를 위해 분산원장기술의 활용을 촉구하고,
개인이나 기업의 분산원장기술 활용에 대한 세금 부과를 금지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분산
원장기술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법안 《SB 86》이 통과됨 (2018. 5. 8.)

▶ 개요
o 정부의 기록 보관과 사이버보안을 위해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1)의
활용을 장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SB 86》2)이 콜로라도주 상원을 통과함
- 콜로라도주 정보기술국(Office of Information Technology)을 비롯한 주요 정부기관에게
민감한 정부기록 보호를 위해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활용할 것을 요구함
- 또한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를 금지하는 한편,
고등교육기관의 커리큘럼과 연구 활동에 분산원장기술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
o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켄트 램버트(Kent Lambert) 상원 의원은 이번 법안이 콜로라도
주내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 등장과 IT 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주요내용
o 콜로라도주 정보기술국과 내무부, 주규제국(Department of Regulatory Agencies)3)은
민감한 정부 기록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함
- 정보기술국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주정부에 대한 사이버위협을 확인ㆍ평가ㆍ
완화할 책임이 있으며, 정부기관의 데이터 시스템에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원장기술을
채택했을 시의 비용편익을 매년 평가해야 함
- 정보기술국장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평가를 토대로 잠재적 편익이 비용보다 높은
데이터 시스템 업그레이드 방안을 추진해야 함

1) 중앙 관리자나 데이터 저장소 없이 여러 장소에 분산된 디지털 데이터를 모든 참여자가 공유하여 장부
위조를 막는 기술. 블록체인이 대표적인 분산원장기술임
2) SB 86은 Senate Bill(상원 법안), No. 86을 뜻함
3) 콜로라도주 내무부 산하기관으로 부동산, 금융서비스, 보험 등 각종 사업의 허가 및 소비자 보호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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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부는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 등의 암호화 및 데이터 무결성 기술4)의 연구개발 및
시행을 고려해야 하며, 내무부 기록을 다른 부서나 기관에 공유할 경우에도 분산원장
기술의 활용을 고려해야 함
- 주규제국은 외부 해킹 위협에 대응하고 데이터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 분산원장기술을
포함한 안전한 암호화 방법을 고려해야 함
o 콜로라도주 내의 시정부나 카운티정부는 개인이나 기업에 분산원장기술의 사용과 관련된
세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음
- 또한, 개인이나 기업은 분산원장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됨
o 콜로라도 대학교 및 동 대학과 제휴 관계에 있는 비영리기관이 상무부 및 국립표준
기술연구소(NIST)와 협력해 콜로라도주 내 사이버보안 문제에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개발을 추진할 것을 권장함
- 또한 콜로라도 대학교의 커리큘럼이나 연구개발 활동에 블록체인 등의 분산원장기술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전망
o 최근 미국에서는 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분산원장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더
나아가 분산원장기술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음5)
o 《SB 86》이 하원에서도 가결될 경우, 콜로라도주는 미국 최초로 정부 데이터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주가 될 전망
※ Reference
https://cointelegraph.com/news/colorado-passes-bill-advocating-blockchain-for-govt-data-protection-and-cyber-security
https://www.ethnews.com/colorado-passes-bill-bringing-distributed-ledger-technology-to-the-forefront
http://leg.colorad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2018A/bills/2018a_086_rer.pdf
https://cryptobriefing.com/colorado-passes-blockchain-bill/

4) 데이터 변경이나 수정 시 여러 가지 제한을 두어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기술
5) 2017년 11월, 뉴욕주 하원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용성 및 디지털화폐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4개 법안이
발의되었음. 2018년 3월에는 테네시주에서 전자상거래에서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계약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됨. 2018년 4월에는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 금융정보 플랫폼 등의 특정 영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이 발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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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상원 AI 특별위원회,
AI 관련 보고서 발표 (2018. 4. 16.)
영국 상원 AI 특별위원회가 5대 AI 윤리 규약, 사회 다방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대처를
위한 정부와 관련 업계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2018. 4. 16.)

▶ 개요
o 영국 상원 AI 특별위원회1)는 영국이 세계적 인공지능(AI) 선도국으로서 광범위한 AI
기술 확산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를 위한 권고사항과 AI 개발 및
활용에 따른 윤리 가이드를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2)를 발표
- (배경) 영국 정부가 최근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투자를 강화3)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에서는 AI 기술 활용에 대한 공적인 신뢰와 산업 기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윤리적인 고려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였음
▶ 주요내용
① 5대 AI 윤리 규약(AI Code)
o AI는 공공의 선과 인류의 편익을 위해 개발되어야하며, AI는 명료성(intelligibility)4)과
공정성 원칙 하에 실행되어야 함
o AI는 개인, 가족 또는 공동체의 데이터 권익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데 활용되어서는 안 됨
o AI와 함께 정신ㆍ감정ㆍ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은 AI에 대한 이해 및
활용에 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
o 인명 살상이나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자동화 기기에는 결코 AI 기능이 제공되어서는 안 됨
② 주요 권고 사항
o 노동력 대체 등 노동시장에서 예상되는 AI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무
역량 개발 및 연수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투자와 평생교육과 직업 재훈련 지원 필요
1) House of Lords Select Committee on Artificial Intelligence
2) ‘AI in the UK: ready, willing and able?’, Report of Session 2017–19, 2018.4.16.
3) 2018년 4월 중순, 영국 하원은 정부에 AI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AI National Policy Framework) 구축을 위한 예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또한 2018년 5월 초에는 영국 정부가 민간 부문 3억 파운드를 포함해 총
10억 파운드의 자금을 AI 분야에 민관 합작 형태로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
4) AI가 특정 결정을 내렸을 때에 적용한 의사결정 알고리즘은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AI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투명성(transparency)이 보장되어야 하며, 알고리즘의 논리에 대한 설명가능성
(accountability) 역시 담보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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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와 데이터가 활용되는 방법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음
- 윤리자문위원회나 데이터보호법 등의 기존 제도 이외에도 데이터 이동성(data portability)
이나 데이터 공유(data sharing)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및 이니셔티브 강화 필요
o 경쟁시장국(The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5)을 비롯한 영국 정부부처는 거대
인터넷 기업에 의한 데이터 독점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국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기업의 데이터 관리ㆍ유통ㆍ보호 등의 활용 상태를 감독해야 함
o 정부는 철학, 사회학, 법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AI 전문가 육성과 채용을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데이터가 특정 관점에서 편중되어 해석되는 왜곡(bias) 현상을
방지해야 함
o AI에 의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AI 업계는 ‘AI 이사회6)’를 통해 중요하고
민감한 결정에 AI가 사용될 때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기 위한 자발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함
o 초등학교에서는 AI와 협업하고 AI를 학습도구로 활용하는 한편, 교과 과정 개발의 경우
AI의 윤리적 설계와 활용이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야 함
o AI 시스템 오작동이 사용자에게 피해를 유발할 경우,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가
책임 소재를 명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 시사점
o 영국 정부는 AI를 국가적 차원의 산업으로 도약ㆍ성장시키기 위해 단순한 산업 차원의
지원 이외에도 윤리, 사회, 교육, 법제 등 다양한 분야 간 협력(interdisciplinary)을 통해
안정적 생태계 성장과 확산을 도모하고 있음
o 이번 보고서는 2018년 3월 29일 프랑스 대통령이 《인류를 위한 인공지능》 전략을 공개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발표된 영국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라는 점에서 미국, 중국에 이어
유럽 주요국의 인공지능 관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
※ Reference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ld201719/ldselect/ldai/100/100.pdf
http://www.wired.co.uk/article/house-of-lords-artificial-intelligence-report-ethics-monopolies

5) 시장 내 경쟁과 공정거래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6) AI Council. 학계와 산업계의 AI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 자문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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